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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양병원에 원한 가 들   침 난간 사용  어떻게 지하고 는지  술하

고 탐색하  해 시도 었다. 수집  료는 심층 담  용하 고, Cavanagh  내용 (content analysis)방법  

하 다. 연 결과 양병원에  침 난간 사용에 한 가  식  방  안 , 동  편리함,

 간 , 감 같  생 , 상 험, 침 난간  체 가능한 안  6가지 주  도 었다. 습  침 난간 

사용   과가 침 난간 사용에 한  가 들   견해보다 하게 생각 고 다는  연  

통해 알 수 었고, 병원 계 들  개  , 신체  박, 박에 한 용, 안에 한 슈에 해 

 가 들과 사결  함께 할 것  안하고  한다. 병원  료 경 변  해, 료행  과 과 

, 험 리, 그리고 근거 반실 가 강 고 다. 그러나 침 난간 사용 나 신체  박 는 해답  쉽

게 찾  수 없는 주  간 사들  침 난간 사용에 어 엄격한 사용지침에 라 하게 간 행  수행해야 

할 것 다.

주 어 : 침 난간, 신체  억 , 가 , 합, 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family member's perceptions of side rail use in geriatric 

hospital by Cavanagh's content analysis with in-depth interview. This finding of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ix 
themes of these perceptions are precautionary safety supervision, movement convenience, ritualistic nursing, 
physical restraint, danger of wounds, and alternative methods in an older person ward, and that the cause of 
recognized perceptions is not based on actual events, but rather on relatives' perceived protective value. With 
the transition of medical industry environment, there is a significant emphasis on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practice, risk management and evidence-based practice. However, the issue of side rail use and physical 
restraints remains unsolved in care of older people. Nurses claim the necessity of regimented protocol and 
clarification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 regarding the side rai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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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최근 한국 사회는 노인인구의 진 증가 추세에 따

라 만성질환 노인환자 수도 더불어 증가하여, 체 노인

의 약 9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만성질환 노인환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꾸

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 활

동 증가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과 핵가족화

가 심화되고 있다. 1인 가구 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

로 인해, 통 의미의 가족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 동안 노인부양에 추 책임을 담당했

던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의 구조 기능변화로 인해, 노

인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노인요양병원의 수

요가증가하게되었다. 만성질환 고령환자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이나 만성질환(치매, 풍, 말기암 등)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요양병원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노인요양병원이 신설되고 있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09개소에

불과하 던 노인요양병원이 2015년에는 1,346개로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 다[3].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약

14만명으로 의료기 체 입원 환자의 약 30%를 차지

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체계에서 볼 때 성기

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치하여[4]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간 생활공간으로서 노인환자와 연 된 반

인 신체, 심리 정서, 인 역에 걸쳐 상자를

총체 으로 돌보고 간호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5].

요양병원은 입원노인에게 의료 문제 뿐 만아니라, 생

활 공간 에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공간

이란 인간 생존의필수조건이며 심리, 사회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개인 는 개체의 행동을 규정하

는 요인과 환경 변수를 총칭한다[6].

총체 노인 수의 증가로노인 간호 서비스에 한

심이 증가되면서, 노인 간호 분야에서 간호의 질 수

련 요인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재 임상실무

에서 ‘실질 효능과 치료 가치’가 강조되면서, 문간

호사들은 ‘근거 기반 간호(evidence-based care)’의 필요

성을 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까지 아무런 문제제

기 없이 치료목 으로 임상에서 사용되었던노인의 자유

를 속박하는 행에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

간호연구 련 문헌에서 억제 (PR : physical restraint)

사용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에게 억제 를

사용하여 래되는 상처나 고착화된 무력감 등에 해서

도 논의되고 있다. 억제 는 환자의 움직임을 둔화시키

고, 간호제공자에 한 의존 정도를 증가시키며, 환자 자

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억제 사용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Wilson(1996)은양로원이나 노인 병동에서 PR은 치료

목 측면에서 안 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환자의 행동

을 약화시키거나 방하기 해 사용하는 일반 인 형태

이고, 침 난간 (SR : bed side rail)은 환자의 움직임을

제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물리 통제방법 의 하나

라고 말하고 있다[8,9].

Heinze et al.(2011)는 독일의 요양시설과 병원을 상

으로 신체 억제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요양시설 거

주자의 25.7%, 병원 환자의 9.2%에서 침 사방에 난간

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 는데[10], 한국에서는 유아

름(2016)의 연구에서 침 사방난간은 다른억제 (PR)와

비교하 을 때 상당히 높은 사용률을 보 다[11]. 장기요

양시설 입원노인의 60.26%와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75.36%는 침 사방난간을 일과시간에 사용하거나 하루

24시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독일에서의 연구 결

과와 비교하 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침 사방난간이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이

유는 침 사방난간을 신체 억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국

내 간호제공자의 태도와 깊은 연 이 있다. 성병주(2012)

의 연구에서 국내 장기요양기 의 간호제공자는 노인이

배회나 이상행동 등이 찰될 경우, 몸이나 사지를 침

에 묶는 것을 높은 수 의 신체 억제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노인이 자발 으로 침 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침 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벙어리장갑을 끼우는 것은 미

비한 수 의 신체 억제로 인식하고 있었다[13].

한, 장기요양 기 을 평가하는 행 시스템은 침

난간의 사용 기 설정 통제에 미온 이어서 결과 으

로 높은 사용결과를 래하 다. 장기요양기 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평가 지침은 침 사방의 난간사용을 외

항목으로 두거나 억제 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

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기 평가에 신

체 억제 항목 침 난간을 외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요양병원을 상으로 의료기 평가인증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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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인증 기 에서는 침 난간을 낙상 방을

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 문헌들은 노인 환자 가족들이 환자에게 침 난

간을 사용하는 것에 일반 으로 정 이지않다고 밝히

고 있다[13]. 침 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안 상 험을

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언 하고 있다. 1992년 이후에야 미국에서 침

난간은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 의해 장

기 치료시설에서 PR장치로 분류되었으며, 국에서도

침 난간은 1990년 반에서야 심을 받기 시작했다.

침 사방의 난간사용은 노인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에

서 신체 억제로 인시되어야하고 이에 한 사용의 개

선이 필요하다. 침 사방의 난간 사용은 침 를 벗어나

고자 하는 노인의행동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침 난간

사이로 몸을 빼거나 넘어가려는 행 가 오히려 노인의

낙상 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14], 네덜란드에서는 침

사방의 난간으로 인해 사망을 래한 경우도 보고 된

바 있다[15].

미국 간호 장에서 침 난간 사용으로 인한 부정

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의례 침

난간 사용이 실무지침에서 제외되었다. 더욱이, 지난 몇

십년동안 FDA와같은 정부산하기 들과여러연구자들

이 침 난간과 연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사망

상해 사고를 보고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FDA에 691건의 환자를 강제 으로 침 난간에 속박한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 413건은 사망사고이다. 2006년

3월, FDA는 침 난간의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가능성을 이기 해 가이드라인을 만

들었다. 가이드라인 내용 에는, 새로운 병상에서 사용

될 들어갈 침 를 제공하는 침 업체에 한 요구사항과

기존 병원 침 에 한 개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16].

침 난간은 그 동안 환자의 낙상을 방할 목 으로

고안되어 사용되었다고 장에서는 인식되었지만, 지

까지 침 난간이 이러한 목 으로 주로사용되었다는 증

거는 없다. 실제로 침 난간으로 인해 낙상이 발생했다

는 사례도종종보고되곤 한다. 를들어, 침 난간을 사

용하는 양로원 환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호출벨(call

bell)을 사용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부분이다. 양로원 환자들은 장착된 침 난간을 안 목

의 구조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넘어가야 할 장애물

로 여길 뿐이다. 만일노인 환자가 장착된 침 난간의

로 올라가다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떨어지게 되는 높이

가 약 50cm가 높아져 부상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된다. 신

체를 속박하는 침 난간을 사용하는 양로원과 침 난간

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체를 속박하지 않는 침 난간을

사용한 양로원을 비교해보았을 때, 속박 인 침 난간을

사용하는 양로원에서 낙상의 험이나 발생횟수가 감소

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7]. 한, 재활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침 난간의 사용을 인 이후, 낙상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부상 정도가 유의미한 수 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그리고 침 체에 침 난간을

장착하는 방식에서 부분 으로만 침 난간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양로원에서 낙상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

다는 조사도 보고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양로원 3병동

에서 총 27%의 침 난간 사용을 으나 낙상이나 낙

상으로 인한 부상은 증가되지 않았다. 에서 언 한 연

구들은 흥미로운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18].

이와 같이 침 사방의 난간사용이 노인의 신체 활

동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당장 사용을 감소하기에

는 실 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침 사방의 난간을 사

용하지 않기 해서는 돌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인의

사고를 방할 수 있는 다른 체 인 수단이 확보되어

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침 사방의 난간 사

용을 이기 해서는 이에 한 간호제공자들의 인식변

화 체수단 제공을 한 추후 연구와 련제도의 개

선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시설에서 신체 으로 억압된 환자 남편의 보호자

(부인) 태도 연구가 Newbern & Lindsey에 의해 실행되

었다[19]. Open-ended interview방식이 여섯 부인의 인

지상태를 조사하기 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지상태

조사는 단지 보호자가 부정 평가를 내리는 억제 (PR)

사용에 한 인식에 한 것뿐만 아니라, 억제 (PR)사

용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감정과 인식에 한 연구 다.

본질 이슈들, 즉 임종시 느끼는감정들뿐만 아니라, 남

편(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환

자와 보호자간의 감정상태 등에 해 조사하 다. 한,

조사한 기타 감정으로는 통제감, 부정, 분노, 수치심 등이

있다. 감정 지원에 한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는 이슈

의 하나이다[20,21]. 를 들어, 부인들은 간호사들이

자신들이 억제 (PR)를 작동시키는것에 해 허락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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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감사해했다. 특히, 환자 가족들은 환자에게 제약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과정의마지막 수단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는 을 문 간호사들이 명심해야 한

다고 Newbern & Lindsey는강조하 다. 이 연구를통해

연구 상자(환자가족)들이 침 난간사용에 해 상반된

지각/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확인할 수 있다.

노인간호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이 환자의 침 난간을

지켜보는 심리 상태나 그 향에 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치료과정에서 임상의, 간호사, 보호자

간의 조와 이해가 필수 이며, 의료진들이 보호자가

침 난간의 정보나 안정성 논란에 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는 것이 요

하다.

본 연구의 가장 요한 연구 방향은 환자가족들의 침

난간에 한 일련의 사고과정(환자가족들의 지각과 의

료진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까지 포함한)을 세심히 찰

하여, 의례 인 치료행 나 침 난간으로 인한 유해한

(부정 ) 효과들을 재검토하여, 침 난간의 최 인 안

을 제공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1.2 연  목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가족

들이 환자의 침 난간 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탐색하여 간호사들의 침 난간 사용에있어 엄

격한 사용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간호행 를 수행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질 서술 방법(Qualitative descriptive

method)을 사용하여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

자가족으로서 침 난간을 사용하는 것에 한인식을 알

아보는 질 연구이다. 질 서술 방법은 “ 상에 한

직 인 기술”[22]과 “ 상에 한 주 인 경험을 연

구자의 복잡한 해석이나 이론 연결이 아닌 상자의

에서 그 로 서술[23]하기 해서 사용하는 질 연

구방법이다. 이러한 질 서술 연구방법은 본 연구의

목 인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족들이 침

난간을 사용하는 것에 한 인식을 기술하는 것에 부

합되는 매우 합한 연구방법이다[24].

2.2 연 상

본 연구 상자는 G시에 소재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

하고 있는 환자 가족으로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

발 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환자가족 9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 모집은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

아 편의 추출방법을 사용하 다. 구체 인 상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① 환자 가족으로서 한민국 국민으로 재 한민

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환자의 가족(형제자매, 배우자, 아들/딸)으로서 일

주일에 어도 한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자

③ 환자의 가족으로서 화를 하는데 장애가 없는 자

④ 환자 가족으로서 침 난간의 사용에 한 느낌을

말로서 하게 표 할 수 있는 자

⑤ 환자 가족으로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연구 상자는 침 난간 사용경험을 표 상의 형평성

과 독특함을 보장하기 해 가족 당 한명만 상자로선

정하 다.

2.3 리  고

본 연구는 학의 생명윤리 원회의 연구심의 원회

에서 승인 (IRB No. 1044396- 201608-HR-064-01)을 받

았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의 계자에게 연구에 한

설명을 제공한 후에 조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는 노

인의 가족들에게연구의 목 , 과정, 면담내용의 녹음, 연

구 참여의 이 험성, 자료의 익명성, 사례비, 상

자의 연구 참여 거부 단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

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으며, 일반 특성

에 한 설문지도 기록하게 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은 여성 5명 남성 4명으로,

9명모두 기혼자로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있었다. 직업은

자 업 1명, 리랜서 1명, 회사원 3명, 무직 2명, 조무사

2명이었으며, 연령은 40 3명, 50 5명, 60 1명, 교육

수 은 고졸 4명, 문 졸 2명 졸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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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8월 20일부터 9월 31일

까지로, 연구자는 상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방문

하 는데 부분의 상자가 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하는

날의 시간을 원하 고, 면담은 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1차면담, 2차면담이 수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20분이내로 하 다. 상자들과의 면담 내용은

상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 으며, 녹음된 내용은 연

구자가 직 필사하 다.

1차면담의 질문내용들로는 ‘편안한 일상 인 이야기

로 화를 시작하여, 침 난간을 사용한 후 상자가 사

용한 이유에 해 설명을 들었는가? 침 난간 사용에

한 여러 제반 요소들은 무엇인가? 침 난간에 한 상

자의 느낌은? 침 난간에 한 체 가능한 방안을 제시

받았는가? 상자가 환자의 거동이 제약되는 것에 한

생각은? 기타 침 난간사용과 련되어 덧붙이고 싶은

말, 연구 참여 소감’들이 포함되었다. 1차면담 에 연구

자는 최 한 상자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하 고,

모든 상자를 일 일로 심층 면담하 다. 모든 면담 내

용은 상자의 허락 후 녹음 하 다.

2차면담은 1차면담 상자 에서 8명이 참여하 고,

면담장소도 1차면담 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하 다. 2차

면담의 내용은 1차면담 분석결과에 한 상자들의 의

견, 추가할 내용, 정정할 내용, 덧붙이고 싶은 말’로 구성

되었다. 2차면담은 10분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나이, 직업, 결혼여부, 교육정도 등의 일반 특성에 한

내용은 설문지를 이용하 다.

면담 종료후 상자는 연구참여에 한 사례로 1만원

에 해당되는 선물을 받았다. 각 면담 종료 후 연구자는

면담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듣고, 상자가 말한 그 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필사하 다.

2.5 료  및 엄격

녹음된 인터뷰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Cavanagh에 의

해 제시된 근방법에 의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을 하 다[25]. 이러한방법을 통해 체계 으로 환자가족

(연구 상자)들의 경험과 지각정도를 수량화하여 유추

된 요한 연구흐름(trend: 경험과 지각의 방향성)이 범

주화(categorized)되고 암호(coded)화 되었다. 연구의 신

뢰성은 분류(classification)와 암호(coding) 과정에서 도

출된 합의를 통해서 확보되었다[26].

각 인터뷰 말미에는 상자들이 침 난간 사용에

한 반 인 생각을 구두로 표 하는 과정을 통해, 상

자들의 침 난간 사용에 한 태도에 한 이해를 명확

하게하여데이터의사실성을높 다. 연구타당성(validity)

한 연구자들과 인터뷰 결과 분석이 일치될 때까지 재

검토 분석을 반복하여 확보하 다.

자료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진시키기 해서

Lincoln과 Guba의 4가지 엄격성 평가 거(four aspects

of rigor)를 고려하 다[27].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연구

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해 기술에 한 사실여부를 참

여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자료와 자료분석의 사실 가치

를 확보하 다. ‘ 용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연구의

내용, 연구자의 역할, 상자모집, 자료수집 분석방법

에 하여 상세하고 심도있는기술을 하 다. ‘의존성’ 확

보를 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료분석 과

정을 여러 번 반복하 다[28]. ‘확실성’을 증진시키기

해서 질 연구에 익숙한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

았다.

3. 연 결과

본 연구에서 환자가족의 침 난간에 한 인식은 환

자가족 부분이 안 상의 이유로, 환자간호의 편리함

때문에, 그리고 습화되어 있는 침 난간의 사용을 당

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한 5명의 환자가족들은 병원 계자들이 왜 침

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해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하

다. 그리고 이들은 침 난간 사용에 해 당연하게 생

각하고 동의하 다. 이는 병원 계자들의 결정을 신뢰하

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병원 계자들이 침 난간

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실제로 환자에게 일어난 안

사고 때문이 아니라, 상되는 안 상의 문제로 보호

기능들이 부분이었다.

“환자가 침 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참여자 1)

“환자가 침에서 내려오면서 떨어 질수도 있을것 같기

때문에”(참여자 2)

“내가 워있어도 떨어질지도모른다는 생각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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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

“밤에는 특히 노인들이 어두워서 침 에서 내려오다

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참여자 5)

참여한 4명의환자 가족들은 정확한 설명을 듣지못했

다. 그들은 침 난간 사용이유에 해 정확하게 알고 있

지는 않았지만 침 난간이 안 의 목 으로사용되고 있

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안 리 차원에서 하는게 아닐까요?”(참여자 6)

“아무래도 떨어질까 싶어 안 상의 이유로 하는게 아

닐까요?”(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환자가 침 난간을 사용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환자의 감정을

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환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침 난간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좋을 것 이라고 생

각하고 있어요”(참여자 8)

“환자생각보다 제가 직 환자를 간호해 보니 침 난

간이 있으면 떨어질 염려가 없어서 좋고, 환자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도 침 난간이 있어야 환자를 돌보기가 편

리한 것 같던데요......”(참여자 9)

본 연구에서 환자가족의 침 난간에 한 인식은

방 안 , 이동의 편리함, 의례 인 간호, 감옥같은 생

활, 부상 험, 침 난간의 체 가능한 안 등 6개의 주

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6가지 주제들이 환자가족들이 침 난간을 사

용하는 것에 해 상반된 지각/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 방  안

안 을 해서 즉, 침 난간의 기능 측면에서, 침

난간의 사용이 타당한 이유는 부분의환자가족들이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침 난간의 방

안 기능에 해 언 하고 있었으며, 보호자들과 병원

계자들은 침 난간 사용으로 인해 심리 인 안을 얻

고 있었다.

“환자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간호사들이 항상 에 있

을 수가 없기 때문에....”(참여자 3)

“침 난간은 노인들의 낙상 때문에 필요하다고 듣고

있어요”(참여자 5)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침 난간은 안 을

해 필요해요”(참여자 2)

“침 난간 사용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병원 계자들

을 해서도 있어야 해요”(참여자 4)

“병원 인력이 많지 않아서 항상 에서 돌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침 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3)

“아무래도 침 난간이 있으면 안심이 되지요.... 안

하니까”(참여자 9)

3.2 동  편리함

원래 침 난간은 이동을 편리하게 해 주는 장치는 아

니지만 두 명의 환자가족은 침 난간이 있어 이러한 기

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침 난간은 제 어머니가 침 에서 내려 올 때나 올

라갈 때 도움이 되요”(참여자 3)

“침 난간은 제가 제 아내를 앉고 휠체어로 옳기거나

할 때 도움이 되요”(참여자 9)

“제 어머니는 침 에서 앉거나 울 때도 침 난간을

붙잡곤 해요”(참여자 1)

3.3  간

부분의 환자가족들은 침 난간이 입원한 환자에게

는 당연히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침 난

간의 사용이 노인에게는 일상 인 간호장치이며 습화

된 치료과정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은 노인간

호 분야에서 부분의 보호 치료행 들이 의례 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Cutillo-Schmitter의 주장과 일치한다.

“노인들의 침 에는 항상 침 난간이 있다.”(참여자

2)

“노인이 있는 병동에서는 어디서나 침 난간을 볼 수

있다.”(참여자 1)

“노인들에게는 당연히 침 난간이 있어야 해. 원래 그

래왔으니까”(참여자 4)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참

여자 8)

“노인들은 움직임이나 거동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참여자 5)

“노인들의 인지상태를 고려하면 당연히 필요하지”(참

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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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 같  생

5명의 환자가족들은 침 난간에 해 다른 감정을 가

지고 있었다. 침 난간이 꼭 필요함에도 실질 인 구속

향에 해 언 하 다.

“침 난간 두 개를 다 올리면 감옥에 갇 있다는 생

각이 드시는지 자꾸 올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도 답답할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아요......”(참여자 3)

“침 에 갇 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서 측은한 마음

이 들어요”(참여자 5)

“생각해 보니 환자들이 답답해 할 것도 같지만, 실제

물어보지는 않아서.....”(참여자 8)

“침 난간의 사용이 환자가 감옥에 갇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참여자 6)

“침 난간이 양쪽으로 있으면 답답하게 보이기도 해

요”(참여자 4)

3.5 상 험

환자가족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부정 인 감정들을 침

난간으로 인한 부상 험과 연 시키려고 하 다. 침

난간의 디자인의 구조 문제 으로 인한부상 험과 환

자 가족들의 감정과 생각에 해 언 하고 있다

“침 난간을 넘어서 나오려고 하기도 해요”(참여자 8)

“침 난간 사이로 팔이나 다리가 끼어서 험해 보

어요”(참여자 7)

“무의식 으로 팔이나 다리를 침 난간에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참여자 2)

“침 난간이 스스로 으로 지면 넘어질 수도 있

어서 오히려 다칠 수도 있겠죠”(참여자 9)

“ 의 어머니는 기운이 없어서 침 난간을 사용하는

것도 힘겨워 해요”(참여자 3)

3.6 침 난간  체가능한 안

몇몇 환자가족들은 침 난간의 체 가능한 안에

해서언 하지않았다. 그러나 4명의 환자가족들은 침

난간의 디자인과 침 의 높이나 넓이를개선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하 다. 그들의 제안은 침 난간을 반으로

이거나, Rail 사이의 공간을 이고, 침 의 높이를 조

하거나 침 를 좀 더 넓히면 좋겠다고 하 다.

“침 난간을 지 보다 좀 더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여

반으로 이면 어떨까요?”(참여자 5)

“공간이 좁아지진 하겠지만 침 넓이를 넓 주면 침

에서 떨어지거나 침 에 갇 있는 느낌이 좀 더 완화

되지 않을까요?”(참여자 2)

“침 높이를 아주 낮게해서 낙상의 험을 여주면

어때요?”(참여자 6)

“침 난간의 공간을 좀더 좁히면 팔이나 다리가 끼여

서 부상 험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참여자 1)

4. 

환자가족들은 병원 치료행 과정에서 침 난간이 사

용되는 것에 복합 인 감정을 나타냈으나, 부분 침

난간의 안 에 한 기능에 해서는 인정하 다. 환자

가족들의 이러한 인식과 사고과정은 환자가 침 난간에

의해 보호가 되었던 실제사건에 기 한 것이 아니라, 침

난간의 방 안 기능에 기반 한 것이다. 의료진들

로부터 침 난간 사용의 정당성에 해 설명을 들은 환

자가족들은 환자 치료과정에서 침 난간 사용 여부와 그

이유에 해 의구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환자 가족들이

침 난간 사용에 해 정 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의료

진들의 공감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과 침 난간 장치로

환자의 안 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의

료진들은 침 난간 사용으로 환자의 안 을 재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방 안 장치로서 침 난

간의 사용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 다. 이러한 심리

만족감은 환자가족과 환자에게 침 난간 사용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 의료진에 한 신뢰형성에도 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13]. 부분의 환자가족들은 침 난간 사

용 여부에 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Donius & Radar[7]의 연구는 침 난간의속박 인 속

성과 비속박 인(non-restraint) 속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 는데 침 난간은 기능측면에서는 침 에서

의 환자의 움직임을 진한다는 에서 다른 억제 와는

다른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부 환자가족들은 노인간호에 있어 침 난간 사용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 선택은 노

인병원에서 습화된 치료방식에 향을 받았다고 생각

된다. 침 난간 사용에 한 연구들은 치료정책상으로나

습 으로도 무분별한 침 난간 사용이 정당성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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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고 지 하고 있다. FDA는 환자들이 침 구조물

들로 인해서나, 는 여러 다른형태의 난간을 통해서 물

리 으로 속박되는 침 난간이 단순한 방 안 목

의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16].

Rubenstein[31]과 Jehan[32]등은 무분별한 침 난간 사

용은 이러한 습화된 방식과 간호철학에기인한다고 지

하고 있다. 간호 재에 효율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근거기반 간호(evidence-based approach)’

로 결정해야 한다.

RCN(Royal Canadian Navy, 1999)에서는 노인간호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든 반면, 국의 노인간호병원

(gerontology nursing in Britain)에서는 침 난간이 엄격

한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13,33].

환자가족들이 침 난간 사용에 해 동의한다고 하지

만, 이를 온 히 환자가족들이 침 난간 사용을 좋아해

서 동의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상자 부분이 침 난간 사용에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 인 감정을 표 하 다. 구속 속

박으로 인한 거부감, 침 난간의 부 한 설치로 인한

불편함, 환자가 침 를 나오기 해 침 난간을 넘어가

야 한다는 공포감 등의 부정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

다. 한 환자가족들의 침 난간에 한 감정은 부분

환자의 잠재 상해 가능성에 한 개인 경험 정도와

사고과정에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Strumpf and

Evans[35]의연구에서도 가족들이 침 난간의기능 장

으로 안정성에 해서는 높게 평가하 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의구심은 병상에

환자를 강제 으로 구속하고 있고, 한 이로 인해 부상

는 상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환자가

족들은 노인간호에 있어 침 난간의 사용이 의례 이며

보편 인 간호방법 의 하나라는 에는 인정하지만,

육체 , 심리 으로 부정 효과가 있다고 단하 다.

환자가족들은 침 난간 사용에 한 체 가능한

안 내지 개선된방안에 한 생각을 질문받았다. 안을

제시한 가족들은 없었지만 일부 환자가족들은침 높이

를 낮추는 것과크기를 넓이는 것, 난간을 반으로 이는

등의 침 난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주기도 하 다. 의료

진들 스스로도 침 난간에 한 실질 인 안에 해

고심하고, 노인간호 분야에서 안의 효율성과 합성에

해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29].

부분의 환자가족들은 의료진의 치료방식에 한 결

정에 해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 환자 안 을

확보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환자가족들은 침 난간 사용에 한 부정 태도를

나타냈지만, 그들은 침 난간 사용을 으로 반 하지

는 않았으며, 침 난간의 구조 개선의 가능성에 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환자가족들은 부분 의료진으로부터 침 난간이 환

자를 안 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 장치라고 조언 받

았지만, 환자가족 부분이 침 난간 사용여부에 한

의사결정에 실질 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

른 안에 해서도 설명받지 못했다. 이러한 들은 노

인간호 장에서 시사 을 수 있다.

Hardin[34] 과 Newbern & Lindsey[19]는 환자가족들

과 의료진들 사이에 환자 안 을 한 커뮤니 이션이

요하며, 치료 의사결정과정에 환자 환자 가족들의

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환자의 물리 속박이 행화되어 있는 의료 장에서

환자의 행동 자율성과 험 리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요하다는여러 연구들이있어왔다[8,11,13]. 한, 심

리 으로나 육체 으로 취약한 상황의 환자에게 침 난

간을 지속 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윤리 으로 타당한

지에 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최근에는 환자 심의, 환자의 권리를 존 하는 방식

으로 간호철학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환자와 환자가족

들이 치료과정에 한 보다 많은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추세이며, 이제 의료진들은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감정과

불만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 치료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안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Kane

등은 간호철학의 변화로 인해 실제 간호의료 장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보다 주체 의사 결정자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30].

실제로 침 난간이 환자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 신체

속박 등의 원인이 되는 육체 인 부정 효과들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의 존엄성의 상실이나 속박되어 있다

는 압박감과 같은 심리 을 경험하게 된다. 한

디자인측면에서 침 난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침 난간 사용 여부를 단할 때 환자 가족들의

치료과정에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3]

이와 같이 침 난간 사용이 노인의 신체 활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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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당장 사용을감소하기에는 실

인 어려움이 따른다. 침 난간을 사용하지 않기 해

서는 돌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인의 사고를 방할 수

있는 다른 체 인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침 난간의 사용을 이기 해서는 이

에 한 간호제공자들의 인식변화 체수단 제공을

한 추후 연구와 련제도의 개선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및 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족들

이 환자의 침 난간 사용을 어떻게 느끼고 인지하고 있

는지를 기술하고 탐색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심층면담을 이용하 고, Cavanagh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으로 분석 하 다.

연구결과 노인요양병원에서 환자가족들의 침 난간

사용에 한인식은 방 안 , 이동의 편리함, 의례

인 간호, 감옥같은 생활, 부상 험, 침 난간의 체가능

한 안의 6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은 침 난간에 사용에 해 정 태도를 견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 계자들로

부터 침 난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해 설명 받기

도 하 으나, 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었다. 그들의 침 난

간 사용에 한 정 태도는병원 계자들의 향이거

나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침 난간의 사용이 당연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습화된 침 난간 사용의

정 효과가 침 난간 사용에 한 환자와 환자 가족

들의 부정 견해보다 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는 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연구를 통해, 병원 계자들이환자 개인의자유, 신

체 속박, 속박에 한 부작용, 치료 안에 한 이슈에

해 환자와 환자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하는것이 필요함

을 제안하고자 한다. 병원의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

행 의 효과성과 효율성, 험 리(risk management),

그리고 근거 기반 실무(evidence based practice)가 강조

되고 있다. 그러나 침 난간 사용이나 신체 속박 문제

는 노인간호 분야에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주제이

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침 난간 사용에 있어 엄격한 사

용지침에따라 명확하게 간호행 를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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